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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러닝의이론과실재를과학적으로연구하고실천함으로써액션러닝을통해

모든조직과개인의성과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한국액션러닝협회설립취지

설립 2005년

목적 액션러닝을통해모든조직과개인의성과향상에기여

철학 ✓ 사람에대한깊은존중과이해(인간존중)

✓ 서로협력하고소통함(상부상조)

✓ 현장의문제해결을돕고개인과조직의성장을지원(실사구시)

액션러닝

전문성 확보

최고의

전문가 보유

및 최적의

코치 지원

국내 최대의

액션러닝

노하우 보유

성과 있는

교육혁신



한국액션러닝협회활동영역

한국액션러닝협회는액션러닝의저변을확대하고액션러닝을확산하기위해

다양한공개교육을개설∙운영하고있고, 액션러닝전문가를양성하고있으며,

기업/공공기관/대학등에서워크숍/프로젝트컨설팅및코칭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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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교육

#1

공개교육

#1

공개교육

#2

자격인증

#1

공개교육

#3

컨설팅/코칭

렛츠액션러닝

(액션러닝의본질, 역사, 철학)

ALFT(액션러닝 퍼실리테이터)

ALDT(액션러닝디자인씽킹)

TLC(액션러닝교수법과정)

ALFT(액션러닝퍼실리테이터)

ALC(액션러닝코치)

PLC(액션러닝전문코치)

MLC(액션러닝마스터코치)

기업/공공기관/대학등의

영역에서 액션러닝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워크숍, 프로젝트

등을 컨설팅/코칭합니다.



한국액션러닝협회워크숍/프로젝트

과정에참여한사람이제대로,

또주도적으로문제를해결해가는과정을지원합니다. 

▪ 핵심가치내재화

▪ 학습조직, CoP, 커뮤니티리더십

▪ AL&DT기반문제해결

▪ 사내강사양성

▪ 퍼실리테이티브리더십

▪ 핵심인재양성

기업 공공기관

▪ 액션러닝정책연구과정

▪ 자치단체정책수립지원

▪ 공직자리더십

▪ 교수요원양성

▪ 주민자치교육

▪ 공공과시민이함께하는리빙랩프로젝트

평생교육

▪ 시민토론(원탁토론)

▪ 민주시민교육

▪ 코디네이터양성

▪ 성과공유회

▪ 평생교육사역량강화

▪ 퍼실리테이션스킬

대학교

▪ 캡스톤디자인

▪ 교수법(액션러닝, 디자인씽킹, 참여식교수법)

▪ 교양과정개발(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등)

▪ 문제해결해커톤



한국액션러닝협회협력및프로젝트수행기관

한국액션러닝협회는기업, 공공기관, 평생교육, 대학교등다양한분야에서

실질적인변화와성과를이루어낸경험과노하우를가지고있습니다.

기업 공공/출연기관

자치구/평생교육 대학교



한국액션러닝협회조직도

한국액션러닝협회는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

임원진과파트너코치와함께만들어나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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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액션러닝협회조직도

부회장단 이사진

김상락(포스코)

김은덕(KB국민은행)

김은주(㈜한독)

김주희(JWORLD GROUP)

김혜정(가천대학교)

나상민(대구대학교)

박봉제(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승희(㈜글로벌액션러닝그룹)

윤위석(현대그룹)

정경희(남부대학교)

정순여(제주대학교)

김미옥(액션러닝협동조합)

김부길(KC퍼실리테이션리더십)

김희정(피닉스컨설팅)

맹주태(Lefner-eco)

박진일(삼성생명)

신응균(경희대학교)

신일철(포스코인재창조권)

위장원(컴파스브랜드컨설팅)

정주용(㈜더바이오엠)

지원구(카디프생명)

최덕호(금성백조)

피승재(한국애브비)

한국액션러닝협회는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

임원진과파트너코치와함께만들어나가고있습니다.



한국액션러닝협회가걸어온길

-액션러닝 Global Forum 서울개최(해외 50개기업 120여명이참여)
- 대명리조트, 대림산업, 대한생명, 삼성중공업,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현대오일뱅크, LG전자, LG인화원, LIG, SK에너지, SKT, 시흥시청, 서대문구청외다수

2005
~2008

2009

- 웅진식품의전사혁신프로젝트진행
- 대한생명, 고려개발, 동부그룹, 롯데주류, 메리츠화재, 한독약품, 

KT, LIG SK 브로드밴드
- 경기도인재개발원, 과학기술부, 서대문구청, 시흥시청, 
연천군, 한국수력원자력교육원외다수

2010~2011
고려개발, 국민은행, 대림산업, 동부건설, 웅진식품, 푸르덴셜, 

코아비스, 하나은행, 한화그룹, 한독약품, 현대오일뱅크, LS그룹, 
SK텔레콤,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청, 국가정보대학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제주대학교외다수

2012~2013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림산업, 두산그룹, 한독약품, 고려개발,  이마트,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대한제강, SK브로드밴드, 메트라이프, 

경남과학기술개발원, 기독간호대, 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서울시인재개발원, 우송대학교, 제주대학교외다수

2014~
2015

고려개발, 기아자동차, 니콘, 동아제약, 두산그룹, 대전시인재개발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울시교육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아스텔라스, 
조광페인트, 이마트, 포스코,  ㈜한독,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남양주시청, 

전북공무원교육원, LS산전, SK Telecom, SK네트웍스, SK이노베이션외다수

2016

2017~
2020두산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메리츠화재, 부산은행, 삼성SDS, 서비스에이스, 앤비젼, 

SKT, SK Innovation, LS산전,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인재개발원,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인재개발원, 현대파워텍,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인재개발원, 서울시교육연수원, 전북대학교, 우송정보대학외다수

교보문고, 기아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앤비전, 에스원, 포스코, 한국얀센, 한화투자증권, 현대
모비스, 현대자동차, Johnson&Johnson, LS 산전, MG손해보험, SK 플래닛, 경기평생교육
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남양주시, 대구교육연수원, 부산교육연수원,  서귀포시청, 서울

시인재개발원, 서울시교육연수원,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외다수




